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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일본이 지난 4월 13일 발표에 이어 8월 25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2023.4) 결정을 확정
지음으로써 방류가 1년 남짓 남은 현재 시점에서 한국 정부는 어느 때보다 신속한 대응을 요청받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이 취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응 전략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본 보고에서는 다음과
같이 ‘외교-제소’ 투트랙 전략을 최선책으로 제안한다. 본 소송에 돌입하면 최소 4년이 걸리며, 특히
오염수 방류로 인한 피해 입증책임은 한국에 있는데 아직 일본의 방류 전이라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우며,
삼중수소의 유해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장기화될 수 있다. 따라서 본안에 앞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중단하고 협상 시간을 벌기 위해 <런던협약의정서(1996)>나 <UN해양법협약(1984)>에 보장된
‘잠정조치’(2개월~5개월 미만 소요)를 우선적으로 요청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제법적 해결방안은
절차의 복잡성과 판결의 높은 불확실성, 그리고 판결 확정시 번복 불가능성을 고려하여 반드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다양한 판정 결과에 대비해 동시에 외교적 해결방안 모색을 다각도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한계를 인지하고 국제법적 분쟁 해결 제도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실체적 도구’보다는 외교적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절차적 도구’로서 활용하는 편이 다양한 경우의 수에 대비하는데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일 양국 관계를 고려했을 때, 이번 사안에 대해 다자주의 틀 아래 과학적 검증과 국제법적
판단 등 최대한 객관적 절차를 밟아 한국 정부가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지 않는 것이
관건이다. 이 같은 노력을 통해 이번 사안을 ‘한일 문제’가 아니라 ‘국제 문제’라는 우리의 입장을 확인하고
일본과 국제사회에도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교적 해결방안의 모색을 위해 한국은 ASEAN + 3,
TRM + 등 현존하는 다자주의 협력틀을 활용하는 한편, 인도·태평양 지역에 미진한 원자력 안전과 환경
협력 등 미래 복합안보 위기에 대비한 지역협력 플랫폼도 개발 역시 필요하다. 특히 전력생산에서 원자력
비중이 높은 한중일 3국은 경계가 갈수록 모호해지는 ‘원자력 안전’과 ‘핵안보’를 포괄적으로 협의하는

September 2021. No. 134

국문 초록

기구 상설화 논의와 함께 피해시 복구를 지원하는 CSC와 같은 국제보충기금에 동반 가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인도·태평양 지역 내 방사능 재해뿐만 아니라 다양한 재난재해를 모니터링하고 재난
발생시 신속히 대피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역 공동 조기경보체계를 설립하고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지역보충기금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방사능 배출권’을 도입하여 역내 방사능 오염을 최소화하고 배출을
방지하고 제염에 필요한 기술 개발을 위한 기금 마련 역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은 오늘날 지구 환경 보호라는 보편적 가치에 역행하므로 이러한 인식이 분쟁 해결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 보호에서 유사 입장 국가들과 연대하여 ‘녹색 규범 외교’를 함께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핵심어: 해양오염, 국제해양법재판소, 녹색규범외교, 지역조기경보체계, 외교-제소 투트랙 전략, 다자주의, ‘방사능배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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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사건의 발단
• 지난

4월 13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탱크에 보관 중이던 방사능 오염수(일본명,
처리수) 약123만 톤(2020년 11월 기준/2021년 3월 중순 기준 125만844톤)을 해양에 방류
하기로 공식 결정1)
- 도쿄 전력의 설명에 따르면, 후쿠시마 제1원전은 2011년 3.11 동일본 대지진 폭발 사고로
가동이 중단된 뒤 핵연료 냉각수 및 원전에 스며든 지하수와 빗물 등으로 오염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태
- 이에 따라 후쿠시마 원전부지에 약 1천 개 탱크에 오염수를 나누어 저장하고 있으나 2020년
기준 일일 140톤 규모의 오염수가 증가하고 있어 내년 하반기에는 저장 한도를 초과 예정
※ 도쿄전력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하는 “오염수”는 2020년도 기준 평균 일일
140톤 수준으로 발생 요인 별로 △원자로 건물내 빗물과 지하수 유입량(100t/d) △건물
외부 지하수 드레인에서 터빈 건물로 이송량(40t/d) 추정
• 도쿄전력은

다핵종제거설비 ALPS(Advanced Liquid Processing System)를 통해 63종의
방사능 물질을 정화하여 장기간(약 30년)에 걸쳐 태평양에 방류할 계획2)
- 2013년부터 일본 경제ㆍ산업성(METI) 주도로 진행해 온 전문가 위원회도 아직 삼중수소를
걸러낼 기술이 실용화되지 못했다고 결론지은 바,3) 국제사회는 이 같은 조치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

1)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METI) of Japan, ‘Basic Policy on Handling of the ALPS treated water’ (2021.
4.13.) https://www.meti.go.jp/english/earthquake/nuclear/decommissioning/pdf/202104_bp_breifing.pdf (검색일: 2021.
4.14.).
2) Ibid. p.12.
3) Thisanka Siripala, ‘Japan faces frowing pressure to rethink releasing Fukushima’s wastewater into ocean’ The Diplomat
(202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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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일본은 ALPS로 걸러지지 않는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Tritium)는 재정화로 농도를
일본 규제 기준의 1/40, WHO(세계보건기구)가 정한 식수 기준의 1/7로 낮춰 방류 예정이라
설명4)
- 이 같은 계획에 근거 일본은 ‘오염수’라는 용어는 핵공학계에서는 쓰지 않는 비과학적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중국이 이 사안을 정치화하고자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반박
하면서 논쟁 확산
- 지난 8월 25일 도쿄전력은 논쟁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에 밝힌 세부 방안을 확정하고 2023년
부터 방류하기로 최종 결정

2. 사건의 전개: 주변국들의 반응5)
• 일본의

이번 결정은 주변국과 사전에 조율을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발표로 한국, 대만, 러시아,
중국, 북한 등 주변국들의 반발을 사고 있음
- 한국 정부는 <UN해양법협약>상 강제분쟁해결절차에 따른 ‘중재재판’ 제도를 활용, 일본을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에 ‘잠정조치’를 신청함으로써 2023년으로 예정된 일본의 방류
결정으르 중지하는 방안 검토6) 7)
- 대만 정부와 원자력위원회, 투명한 정보공개와 오염수 정화 관련 조치의 국제방사성방호위원회
(ICRP) 권고 기준 부합을 요구하는 한편, IAEA 조사단 참여와 자체 감시시스템 구축 등
안전 대책 강구8)

4) 분석대상인 64개 핵종 중 하나인 탄소-14 역시 ALPS로 제거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배출기준치(200 Bq/L)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며, 희석하여 방출하는 경우 무시할 만한 수준으로 판단되어 본 보고에서는 삼중수소에 집중; 이진호 한국원
자력안전기술원 부원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현황 및 대응’ 국립외교원 전문가 회의 발표자료 (2021.4.23.) p.6.
5) 본 보고에서 다루는 사안은 최신현안으로 주변국을 비롯한 각계의 반응으로 본 사안의 선행연구 및 담론 검토를 대신.
6) 외교부 기후변화외교과, ‘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대한 정부입장’, 보도자료 (202.4.13) https://www.
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1085 (검색일: 2021.4.15.).
7) 정민정,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방안: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고려 시 검토사항’「이슈와
논점」1823호, 국회입법조사처 (2021.4.23.); 지난 7월 한국 정부가 법무부 주도로 이번 사안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
기 위한 50쪽 분량의 구체적인 검토 보고서를 완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단독]日오염수 제소 보고서 완성...외교부 아
닌 법무부 주도’「중앙일보」(2021.7.19.)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108302#home (검색일: 2021.8.30.).
8) Su
 Szu-yun and Frances Huang, ‘AEC plans warning system on Fukushima radioactive water release’ Focus Taiwan
(2021.4.17.) https://focustaiwan.tw/society/202104170018 (검색일: 2021.5.2.); Huang Tzu-ti, ‘Taiwan seeks to join
IAEA probe into Japan’s wastewater release: Taiwan wants a role in international team for wastewater disposal inspection,’
Taiwan News (2021.4.21.) https://www.taiwannews.com.tw/en/news/4182892 (검색일: 2021.5.2.); Liang Pei-chi and
Joseph Yeh, ‘Taiwan to allocate NT$500 million to monitor Japan’s radioactive water’ Focus Taiwan (2021.4.22.) https://
focustaiwan.tw/society/202104220017 (검색일: 20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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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외교부, 일본의 일방적 조치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오염수 정화 및 방류 계획,
방류시 러시아 연안 해양 생태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충분한 정보 제공을 요구9)
- 중국은 즉각적으로 언론 브리핑과 리지안 자오(趙立堅) 외교부 대변인의 개인 트위터를
통해 일본의 무책임한 태도와 미국의 이중잣대를 강도 높게 질타
- 북한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인류생존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며 일본을 강도 높게 질타
- 중미통합체제(SICA) 8개국, 코스타리카에서 열린 한-SICA외교차관회의(4.22)에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따른 태평양 지역 해양오염에 우려와 공동대응 필요성을 강조한
공동성명서 채택10)
• 국제기구와

시민단체도 즉각 반대 성명을 내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 있어 비용이
아니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처리 방안을 개발하고 그때까지는 오염수를 탱크에 저장할
것을 일본에 요구11)
- UN인권위원회 인권특별보고관,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는 일본과 주변국 주민의 권리
침해이므로 코로나19 위기 후 국제 자문단이 꾸려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경고를 묵살한데
대해 실망 표명12)
- 제니퍼 모건 그린피스 사무총장,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방사성 오염수를 의도적으로
태평양에 쏟아붓는 일은 유엔해양법협약에 규정된 일본의 법적 의무 위반으로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13)

9) ‘Russia waiting for Japan’s explanations over plans to dump Fukushima water into Ocean’ TASS (2021.4.14.) https://tass.
com/world/1277623 (검색일: 2021.5.2.).
10) SICA는 1991년 발족된 중미지역의 지역기구이며 회원국으로 벨리즈,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
마, 도미니카공화국, 니카라과.
11) Greenpeace Japan, ‘Greenpeace collected 183,754 petitions of opposing the discharge of Fukushima radioactive water into
the Pacific’(2021.4.12.)https://www.greenpeace.org/japan/nature/press-release/2021/04/12/51230/ (검색일: 2021.4.30.).
12) 임은진, ‘유엔 인권 전문가들, 일본 오염수 방류 결정에 “깊이 실망”’「연합뉴스」(2021.4.16.) https://www.yna.co.kr/
view/AKR20210416002100088 (검색일: 2021.4.30.); UN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이 일본 정부에 보낸 6차례의 권고 서한
중 가장 최근의 문서는 다음을 참조: UN Human Right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OHCHR), ‘Fukushima: Japan
must not ignore human rights obligations on nuclear waste disposal  UN experts’ (2020.6.9.) https://www.ohchr.org/
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25940&LangID=E (검색일: 2021.8.2.).
13) Greenpeace

International, ‘The Japanese government’s decision to discharge Fukushima contaminated water ignores human rights and international maritime law’(2021.4.13.) https://www.greenpeace.org/international/press-release/47207/
the-japanese-governments-decision-to-discharge-fukushima-contaminated-water-ignores-human-rights-and-international-maritime-law/ (검색일: 202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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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반해, 미 국무부와 IAEA는 다른 원전 운영 국가들에서도 각국이 정한 기준치 이하로 이미
바다에 방류해오고 있으며 일본의 이번 결정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14)
-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에 ‘처리수’를 처분하기로 한 일본
정부의 투명한 노력에 감사하며” “일본 정부와 IAEA의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 표명(4.13)15)
-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 “후쿠시마 제1원전에 저장된 ‘처리수’의 일본의 방류 결정을
환영”하며 “IAEA는 이 계획이 안전하고 투명하게 이행되도록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것”
발언(4.13)16)

3. 연구 목적 및 구성
•본
 보고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한국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응에는
어떤 것인지 검토하고 제안
- 우선 한국 정부가 추진하듯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가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저지하는 데 과연 가장 효과적인 방안인지 검토 필요
- 국제법적 분쟁 해결방안이 이번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국에 최선책이 아니라면 냉철한 현실
인식 아래 대안적 방안의 모색이 시급
• 대안적 방법으로 현존하는 국제법과 제도를 이용해 다자간 외교적 해결 방법 모색을 중심으로
하는 ‘외교-제소’ 투트랙 방식 제안
- 즉, 소송을 협상의 지렛대로 삼아 이번 사안에 대해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주변국들과 함께
공세적 외교전이 최선책으로 분석
- 이번 문제가 국제법적 불확실성과 과학적 논란으로 말미암아 압도적인 컨센서스 빌딩을
통한 협상력 제고가 관건인 사안임을 고려, 일본과 양자 대면하기보다는 다자주의 틀에서
진행하는 편이 유리

14) Ned Price, ‘Government of Japan’s Announcement on Fukushima Treated Water Release Decision’ Press Statement, US
Department of State (12 Apr. 2021) https://www.state.gov/government-of-japans-announcement-on-fukushimatreated-water-release-decision/ (검색일: 2021.4.15.).
15) 미 국무장관 Antony Blinken 개인 트위터 (4.13).
16) Rafael Mariano Grossi(IAEA 사무총장), 개인 트위터 계정 (2021.4.13.); METI, ‘Basic Policy on Handling of the ALPS
treated water’ (2021.4.13.) https://www.meti.go.jp/english/earthquake/nuclear/decommissioning/pdf/202104_bp_breifing.pdf (검색일: 2021.4.14.),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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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한국과 주변국이 처한 미묘한 국제관계를 고려할 때, 정치적 편향성 없이 이 사안에
집중하여 가능한 많은 국가들의 참여 유도 필요
- 중국이 가장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중국과 연대 소송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중국과 직접적인 협력은 미중 사이에서 한국의 외교적 균형 저해 우려
- 대만은 일본과의 관계를 고려해 저자세로, 북한과 러시아는 정책 순위에 밀려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므로 실질적인 협력 기대 어려움
- 따라서 양자관계보다는 다자 틀에서 공동의 해결방안 모색 필요함을 제안
• 이 같은 문제의식 아래 본 연구는 2장에서 쟁점 사항들의 검토를 통해 제소시 유불리를 검토하고,
3장에서 대안적으로 방사능 오염 복구를 위한 실질적인 다자주의적 협력 방안을 제안

Ⅱ. 한-일간 주요 쟁점들17)

1. 일본측 주장18)
가. 국제 기준에 부합한 처리수
• 일본은

자국뿐만 아니라 현재 국제 원자력법의 모태가 된 미국 원자력법이 법에서 정한 기준치
미달의 원전 방류수는 오염물질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들어 오염수가 아니라 주장
- 현재 일본 원전의 삼중수소 배출기준은 6만Bq/L, 미국은 이보다 보수적인 3만7천Bq/L을
기준으로 삼고 있음19)

17) 저자는 본 장을 위해 조언을 아끼지 않은 다음의 전문가들과 익명의 검토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황주호 교수님(경희
대학교 원자력공학과), 정서용 교수님(고려대학교 국제학부/고려대학교 국제기후해양거버넌스센터), 구민교 교수님(서울대
행정대학원), 김상걸(국가안보전략연구원). 그러나 동시에 본 장의 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저자에게 있음을 밝힙니다.
18) 본 장에서 논의하고 있는 일본의 입장은 본 보고서의 제목에서 밝혔듯이 4.13 일본의 방류 결정 문서 내용을 기반으로 하
고 있음.
19) US NRC, 10 CFR Pt.20 Appendix B Table 2, Hydrogen-3, https://nrc.gov/reading-rm/doc-collections/cfr/part20/appb/
hydrogen-3.html (검색일: 202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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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전력은 ALPS로 걸러지지 않는 삼중수소를 여러 차례의 희석을 통해 농도를 일본 규제
기준의 1/40, WHO(세계보건기구)가 정한 식수 기준의 1/7로 낮춰 방류 예정20)
- 일본은

현재 오염수(삼중수소가 73만Bq/L)를 WHO기준(1만Bq/L) 보다 낮은 1,500Bq/L로
낮춘 뒤 방출하겠다고 공표
• 현재 일본은 2년 뒤 이처럼 국제 기준에 따라 처리 후 방출 예정이므로 한중의 ‘오염수’라는
명칭은 객관적이지 않다고 반박
- 오히려 한국과 중국도 각각 과거 월성원전과 다야 원전에서 삼중수소 방출된 바 있다며
한중의 이중잣대를 에둘러 비판21)

나. 국제법적 의무 위반 사실의 부인
(1) 투기 여부
• 다양한

국제 해양법에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투기를 금지
- △통상적 ‘오염자 책임의 원칙’22) △<런던협약(1972)>23) △<UN해양법협약(UNCLOS, 1982)>
△<폐기물 및 기타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 및 의정서(이하 <의정서>,
1996)>24)

20) 분석대상인 64개 핵종 중 하나인 탄소-14 역시 ALPS로 제거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배출기준치(200 Bq/L)에 비
해 미미한 수준이며, 희석하여 방출하는 경우 무시할 만한 수준으로 판단되어 본 보고에서는 삼중수소에 집중; 이진호 한
국원자력안전기술원 부원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현황 및 대응’ 국립외교원 전문가 회의 발표자료 (2021.4.23.) p.6.
21) 주대한민국일본대사관,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 ALPS 처리수 처분 방법 결정에 관한 Q&A-질문 2: ALPS 처리수에는 통상
가동 원자로의 배수에서는 검출되지 않는 핵종(세슘, 스트론튬 등)과 ALPS로는 제거할 수 없는 탄소14가 포함되므로 특별
취급해야 하지 않는가?’ (2021.4.13.) https://webcache.googleusercontent.com/search?q=cache:x2rPwpw2UokJ:https://
www.kr.emb-japan.go.jp/what/news_20210413_ALPS_QnA.html+&cd=4&hl=ko&ct=clnk&gl=kr (검색일: 2021.8.6.).
22) 대표적으로, <의정서> 제3조 포괄적 의무 참조.
23)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by Dumping of Wastes and Other Matter(1972); <런던협약>은 1972년
북해 연안국가들이 ‘스톡홀름인간환경선언’을 시작으로 폐기물 투기로 인한 북해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지역협정
<오슬로협약(1972)>을 전지구적으로 확대한 국제협약. 1975년 발효된 뒤 국제해사기구(IMO)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1996년
의정서>로 개정.
24) 1996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by Dumping of Wastes and Other Matter(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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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해양법협약>은

210조에서 불법 해양투기를 금지하고 제207조~ 제212조에서 해양오염을
다섯 가지 종류로 분류
- △육상기인 해양오염 △선박기인 해양오염 △해양투기기인 해양오염 △해저개발기인 해양
오염 △대기기인 해양오염
-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다면 ‘해양투기기인 해양오염’에 해당할 가능성
• <런던협약>과 <의정서>는 ‘해양투기’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고의성’을 꼽고 있으며
<의정서>에서는 그 범위를 확대 규정
- <런던협약>: ‘해양투기’는 ‘선박, 항공기, 플랫폼 또는 기타 인공 해양구조물로부터 폐기물
및 기타 물질을 고의적으로 해상 폐기하는 것과 선박, 항공기, 플랫폼 또는 기타 인공
해양구조물 그 자체를 고의적으로 해상 처분하는 것’에 따른 오염25)
- <의정서>: 선박, 항공기, 해양시설, 기타 인공 해양구조물로부터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을
심해저 및 해저 땅속에 고의적으로 저장 및 방치하거나, 고의적인 처분을 목적으로 한
해양시설물 기타 인공 해양구조물의 해상 방치도 <런던협약>의 해양투기 규정에 포함26)
※ ‘고의성’

기준에 따라 좌초된 선박에서 나온 연료 유출처럼 우연한 사고에 의한 오염,
항공기와 선박의 통상적인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등은 해양오염의 개념에
불포함27)
• <의정서>는

제 IV조와 그 부속서 I, II에서 ‘해양투기’ 금지에 해당하는 목록을 다음과 같이 적시
- a. 완전금지: 부속서 I (해양투기 금지물질 목록/Black List): 유기할로겐 화합물, 수은과 그
화합물, 카드뮴과 그 화합물, 플라스틱, 어망, 로프 등, 원유와 그 폐기물, 석유와 증류 찌꺼기
등, 방사성 폐기물, 생화학전 물질 등
- b. 특별허가: 부속서 II (특별허가 물질 목록/Grey List): 미소, 베릴륨, 크롬, 구리, 납, 니켈,
바나듐, 아연, 시안 및 불화물, 살충제 등의 물질이 상당량 포함된 경우
- c. 일반허가: 이처럼 별도로 규정한 물질을 제외한 모든 물질의 해양투기 금지
-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는 ‘1항 a-완전금지’ 항목에 해당하므로 국제법 위반 소지

25) <런던협약> 제3조; 강조는 저자.
26) <의정서> 제1조; 서숙경, ‘폐기물 해양투기 오염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12), p.3; 강조는
저자.
27) Ibid.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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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서>는

해양투기 금지조항의 예외사례로 제8조에서 인명 구조와 안전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상황을, 10조에서 국제법에 따라 주권면제가 부여되는 선박 및 항공기를 규정
- 이번 방류 결정은 10조와는 무관하고,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10년이나 지난 지금 8조의
‘예외’ 조항을 적용할만한 ‘응급’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그러나 일본은 다음 두 가지 점에서 이번 ‘방류’가 일반적인 ‘투기’와 구별된다고 주장28)
- [동질성] 투기가 일반적으로 해양에 비일상적 이물질을 투하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반해,
이번 ‘방류’는 해양수와 (처리후) 이질적이지 않은 동질물의 일상적인 배출이라 주장
- [비단발성] 투기가 단발적 행위로 이해되는 데 반해, 이번 방류는 장기간에 걸쳐 조금씩 방출
하므로 투기와 구별된다고 반박
(2) 공해(公海
公海) 여부
•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류가 일본의 배타적 관할권 내에 있는 내수와 영해에서
시작되므로 공해상의 투기를 규제하고 있는 국제해양법 위반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29)
• 참고로

위에서 언급한 국제해양법들은 기본적으로 공해상에서 벌어지는 국가들의 행위를 주요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음
- 공해는 ‘공해자유의 원칙’에 따라 특정 국가의 주권이나 관할권에 전속되지 않고 자유로이
개방되어 있으나,30) 2차대전 이후 해양자원의 공공재적 성격이 부각되고 해양환경 문제가
불거지면서 국제사회의 공해에 대한 규제 확대 중
- 이에 국제사회는 <런던협약(1972)>, <UN해양법협약(1982)>, <런던협약의정서(1996)> 등의
국제협약을 통해 공해상에서 해상 투기 및 소각 등 포괄적 해양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노력을
시도 중

28)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METI) of Japan, ‘Basic Policy on Handling of the ALPS treated water’
(2021.4.13.) https://www.meti.go.jp/english/earthquake/nuclear/decommissioning/pdf/202104_bp_breifing.pdf (검색
일: 2021.4.14.).
29) 공해란 “각국의 영해, 내수, 배타적 경제수역, 군도수역 등을 제외한 전 해역”을 지칭. 김정균ㆍ성재호,『국제법』서울: 박
영사, 1995, p.355.
30) Ibid. p. 356; ‘공해자유의 원칙’은 네덜란드의 두 국제법학자인 Hugo Grotius의『자유해론(Mare Liberum)』(1609)과
Cornelius van Bynkershoek의『해양영유론』(1702)을 거쳐 20세기 Woodrow Wilson 미국 대통령의 <14개조 평화원칙>
(1918) 제2조와 <대서양헌장>(1941)의 제7조, <공해에 관한 협약>(1958)의 제2조를 통해 확립. ‘자유해론 vs. 폐쇄해론’ 공
방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 정정일, ‘해양국제법의 제문제’ 법제처 (2009.1.1.) https://www.moleg.go.kr/mpbleg/mpblegInfo.mo?mid=a10402020000&w=nhn&yr=1973&mn=07&mpb_leg_pst_seq=125407 (검색일: 202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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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전 협의 노력의 여부
• 방류

결정이 주변국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취해졌다는 비판에 일본 외교부는 주변국들과
다음과 같은 다양한 루트로 사전 조율 노력을 시도하였다고 주장
- △한국기자설명회 개최 (2020.11.20., 2021.3~4) △동일본 대지진 10주년 기념식과 전시회
한국 개최(2021.3.11.~8) △한국의 수산업 관계자 대상 설명 △주한일본대사관 및 일본
정부 홈페이지에 정보 게재 △후쿠시마 제1원전으로 한국기자단 초청해 취재 기회 제공
△도쿄에서 총 100회 이상 외교단 대상 설명회 개최 △후쿠시마 제1원전 환경 모니터링에
관한 월 1회 외교단 통보 △IAEA, OECD/NEA 등 국제회의에서 설명31)
- 일본 외교부는 “한국 정부와 데이터 제공 및 의견 교환 등, 빈번하게 의사소통을 진행” “기본
방침을 발표할 때도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와 적절한 의사소통”을 주장32)

2. 한국측 주장
• 이에

한국과 국제사회는 1)국제법적 위법성 2)유해성 3)정화 방법(ALPS)의 낮은 신뢰도 등을
들어 일본의 주장을 반박
가. 국제법적 위법성
• 이에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은 아래와 같은 관련 국제법 규정들을 들어 일본의 국제협약 의무
위반을 주장

31) 주대한민국일본대사관,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 ALPS 처리수 처분 방법 결정에 관한 Q&A-질문 4: 일본은 한국과 ALPS
처리수의 처분 방법에 관해 충분히 의사소통을 해 오지 않았던 것은 아닌가?’ (2021.4.13).
32)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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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해양법협약(UNCLOS, 1982)>
•제192조: ‘각국은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할 의무를 진다’
•제194조 2항: ‘각국은 자국의 관할권이나 통제 하의 활동이 다른 국가와 자국의 환경에
오염으로 인한 손해를 주지 않도록 보장하고 또한 자국의 관할권이나 통제 하의 사고나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오염이 이 협약에 따라 자국이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지역
밖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보장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일본은 주변국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주변국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의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상호의무를 게을리
- 중국 외무부 또한 “일본은 <UN해양법협약>에서 규정한 체약국이 영해 안에서 초래된
오염이 공해상과 주변국 영해에까지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환경평가 모니터링, 예방
조치 확보 및 위험 최소화, 투명한 정보공개 등 의무 불이행”을 들어 이번 방류 결정이 국제
해양법의 규제 대상이라 반박(4.13)33)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2012)>
•제 6조: ‘당사자는 1986년 9월 26일 채택된「핵사고의 조기통보에 관한 협약」, 1986년 9월
26일 채택된「핵사고 또는 방사능 긴급사태시 지원에 관한 협약」, 1994년 6월 17일
채택된「원자력 안전에 관한 협약」, 그리고 1997년 9월 5일 작성된「사용 후 핵연료 및
방사성 폐기물 관리의 안전에 관한 공동협약」의 규정이 앞서 말한 협약 규정에 따른 각
당사자 국가의 기존 의무와 부합되도록 준수되고 있음을 보장한다’

33)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Foreign Ministry Spokesperson's Remarks on Japanese
Government Decision to Discharge Nuclear Wastewater from Fukushima Nuclear Plant into the Sea’ (2021.4.13.)https://
www.fmprc.gov.cn/mfa_eng/xwfw_665399/s2510_665401/2535_665405/t1868528.shtml (검색일: 202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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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양국은 IAEA의 <핵사고의 조기통보에 관한 협약(1986)>에 따라 ‘자국의 결정이
주변국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거나 주변국이 피해에 대한 우려를 호소하는 경우’ 통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일 양자 협정 역시 위반 가능성
-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는 2011년 3ㆍ11 대지진에 따른 핵발전 사고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위
협정상 핵사고에 해당

나. 삼중수소의 유해성
• 한국

등 태평양 연안국들과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들은 장기 해양 방류시 해양 생태계에 축적
되어 결국 먹이 사슬의 정점에 있는 인간에 삼중수소 등 방사능 물질이 누적될 가능성 제기34)
- 삼중수소는 외부피폭의 영향은 극히 미약하나, 인체 내로 흡입될 가능성은 다른 핵종에 비해
큰 것으로 학계에 보고35)
- 삼중수소는 HT와 HTO의 형태로 대기 중에 존재하며 주요 피폭 경로로는 호흡, 섭취,
피부흡수가 있으며 인체 내에서 각기 다른 대사과정을 거쳐 인체에 영향36)
- HT가

산화되어 생성된 다수의 HTO는 혈액에 의해 전신으로 확산되나 피폭선량은 시간이
지나면 감소37)
- 이에 반해, HTO가 신체 조직의 탄소와 결합한 비치환성 삼중수소(OBT)로 변하는 경우
피폭선량이 시간이 지나도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38)
- 삼중수소가 인체에 축적되면(내부피폭) 반감기가 12.3년으로 붕괴과정에서 베타선을 방사
하고 이때 헬륨(He)으로 변환되는 ‘핵종 전환’이 발생, 이는 유전자 변형과 세포 파괴를
야기해 암을 유발하거나 생식기능이 저하될 가능성39)

34)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2020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의 확산: 기상 영향과 재오염’ (2020.3.10.) https://www.greenpeace.org
/korea/report/12336/report-2020-radioactivity-on-the-move/ (검색일: 2021.4.30.).
35) 삼중수소에 의한 내부피폭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의 효시로 다음의 논문 참고: R.V. Osborne, ‘Absortion of
Tritiated Water Vapour by People’ Health Physics (1966.12), pp.1527-1537.
36) 박문수ㆍ곽성우ㆍ강창순, ‘삼중수소 내부피폭에 관한 연구’ 한국원자력학회 ‘95 춘계학술발표 논문집 (1995.5.1.) pp. 913917, p.913.
37) Ibid. pp. 914-5.
38) Ibid.
39) 김희근ㆍ공태영ㆍ정우태, ‘삼중수소 피폭방선량 평가의 경향과 이슈에 관한 고찰’ Journal of Radiation Protection 32(2)
(2011.6.), pp.99-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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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삼중수소의 ‘유해성’ 논란은 아직 과학계에서도 결론지어지지 않은 상태로, 일본은
아래와 같은 근거를 들어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 없으며 정치화되었다며 유해성 논란을 일축
- 미국 식품의약국(FDA), 오염수가 ALPS로 처리돼 (...) 방사능이 약하고 덜 유해한 동위원소인
삼중수소만 남기며, 삼중수소는 “건강에 끼치는 위험이 극히 낮고, 해양 방류로 인한 희석
효과로 위험은 더욱 경감” 발표40)
- 국제원자력계, 도쿄전력이 발표한 절차와 기준을 바탕으로 오염수를 방류시 해양과 주변
국가에 미치는 영향 미미할 것이 중론
■

조르디 바트예 벨기에원자력연구센터(SCKㆍCEN) 연구원, “냉정하게 과학적으로만 보면
우려할만한 일은 아니다”41)

■

데보라 오우프톤 노르웨이대학 환경방사능 센터장, “삼중수소는 자연과 생물체에서 발견
되는 자연발생 방사성핵종 중 하나”42)

■

김수근 성균관대 의대 직업환경의학교실 교수, “현재까지 삼중수소 피폭 여부에 따른 역학
연구에서 전체 사망률, 암 사망률에 따른 사망률 증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결과는 없었다”43)

- 한국원자력학회, 일본 정부의 방류계획보다 훨씬 나쁜 상황을 가정해 계산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에 미치는 연간 피폭선량은 연간 한도(1mSv)의 30억분의 1 수준인 3.5x10-9mSv에
그칠 것으로 전망44)
■

그러나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의 미진한 주변국과의 사전 조율 노력과 한국 정부의 대일
외교 실패를 질타하고 이로 인해 과장된 방사능 공포의 확산을 경계45)

40) The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Import Alert 99-33: Detention without physical examination of products
from Japan due to radionuclide contamination’(2021.5.20.) https://www.accessdata.fda.gov/cms_ia/importalert_621.
html (검색일: 2021.7.2).
41) Jordi Battle quoted from Bianca Nogrady, ‘Scientists OK plan to release on million tonnes of waste water from Fukushima’ News, Nature(2021.5.7.) 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21-01225-2 (검색일: 2021.8.5.).
42) Deborah Oughton quoted from Ibid.
43) 김수근, ‘삼중수소 역학 연구 사례’『원자력 산업』(2017.1), pp. 48~52.
44) 한국원자력학회,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의 처분으로 인한 우리나라 국민의 방사선영향 보고서’ (작성: 2020.8/ 공개:
2021.4.26) https://www.kns.org/boards/view/press/100945 (검색일: 2021.4.30.).
45) 한국원자력학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 방류에 대한 원자력학회의 입장’ 보도자료 (2021.4.26.) https://www.
kns.org/boards/view/press/100945 (검색일: 202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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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일본의 발표 직후
FDA의 수입 규제 재검토회의에서 일본의 14개 현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수입에 대한 규제
유지 결정46)
- 미국은 국민들의 건강에 미칠 영향을 들어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래 줄곧 일본의
농수산물 수입 규제를 시행해 오고 있음

다. ALPS의 신뢰도
• 일본이

시행하는 방사성 물질 제거 방식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이 신뢰성 관련 문제 제기
- 원자력 환경ㆍ재해평가 전문가 송진호 연구원: 도쿄전력이 발표한 아이오딘(I)-129의 2015
~2019년 오염수 재정화 처리 자료를 보면 ALPS가 “제 성능을 내지 못하는 시기도 있어”47)
- 국제통상법 전문가 정기창 변호사: “일본이 공개한 자료가 오염수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아닌 평균치이거나 샘플의 수가 적다면 정보를 합리적으로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48)
• 이에

일본은 2년 뒤 방류시 삼중수소의 연간 총량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삼중수소 오염도를
조절할 계획이라 설명
- 사고 전 후쿠시마 제1원전 배출 관리치인 연간 22조 베크렐(22TBq) 이하 수준으로 삼중
수소를 배출기준치의 1/40인 1,500Bq/L 미만으로 해수에 희석하여 방류 예정49)
- 그러나 일본의 방류 계획은 매회 방류가 아니라 연간 방류양의 평균치를 낸 연간총량을
조절하는 방식이라 회차에 따라 방사능 오염도가 균일하게 관리되지 않을 가능성 존재
- 이에 주변국들은 일본 정부에 투명한 정보공개 및 공동 모니터링의 제도화 요구

46) FDA, Import Alert 99-33 (2021.5.20.), https://www.accessdata.fda.gov/cms_ia/importalert_621.html (검색일: 2021.
8.4.).
47) 송진호, 한국원자력연구원 환경ㆍ재해평가연구부 책임연구원의 말 인용, 박영경,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논쟁 ’투명성‘에 주
목해야’『과학동아』426호 (2021.6.), pp.54~59, p.57.
48) 정기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의 말 인용, 박영경,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논쟁 ’투명성‘에 주목해야’『과학동아』426호
(2021.6.), pp.54~59, p.57.
49) METI, ‘Basic Policy on Handling of the ALPS treated water’ (202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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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쟁 해결 절차
• 현재

한국과 일본 모두 <UN해양법협약>과 체결국이며, 협약에서 정한 ‘일반협정, 지역협정,
양자협정’(제282조), ‘의견교환’(제283조)과 ‘조정’(제284조) 등을 통한 분쟁 해소에 실패한
경우 당 협약의 제287조에 정한 4가지 강제 중재절차 중 하나를 밟을 수 있음

<UN해양법협약>
제2절 구속력있는 결정을 수반하는 강제절차
•제287조 절차의 선택: ‘어떠한 국가도 이 협의 서명, 비준, 가입시 또는 그 이후 언제라도,
서면 선언에 의하여 이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다음 수단
중의 어느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a) 제6부속서에 따라 설립된 국제해양법재판소
(b) 국제사법재판소
(c) 제7부속서에 따라 구성된 중재재판소
(d) 제8부속서에 규정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종류의 분쟁해결을 위하여 그 부속서에 따라
구성된 특별중재재판소

- 전문가들은 이번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한국에 유효 혹은 유리한 국제법적 조치로
a)와 c)를 거론50)
- b)의 경우 양국의 동의를 필요로 하나 현재로서는 일본이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중재절차 진행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
- 이에 비해 국제해양법재판소는 <UN해양법협약> 제7부속서에서 분쟁당사자들이 분쟁해결
절차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한쪽의 ‘서면통고’에 의해서만 중재재판에 회부될
수 있도록 규정

50) 한수현, ‘日 원전 오염수 방류...국제재판소 제소 가능한가’『법률신문』(2021.4.19.).

14

September 2021. No. 134

일본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 결정(4.13): 주요 쟁점과 한국의 대응 전략

<UN해양법협약>
제7부속서 중재재판
•제1조 소송의 제기: 제15부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분쟁당사자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당사자에 대한 서면통고에 의하여 분쟁을 이 부속서에서 규정된
중재재판절차에 회부할 수 있다. 통고에는 청구 및 청구가 기초한 이유에 관한 진술을
포함한다.

오염수 방류까지 1년 남짓 남은 시점에서 한국은 <UN해양법협약>상 강제중재
• 전문가들은

절차를 이용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중단을 요구하는 ‘잠정조치’
요청을 조언
- 본안소송 진행시 적어도 4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가처분소송’에 해당하는
‘잠정조치’는 두 달 이내에 결정51)
- 즉, ‘잠정조치’는 해양오염 발생 이전에 일본의 방류 행위를 중단함으로써 일본과 협상의
시간을 버는 효과 기대
• 마찬가지로 한일이 모두 체결한 <폐기물 및 기타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 및 의정서(이하 <의정서>, 1996)>52)에도 중재재판을 통한 분쟁 해결 방안 명시
- 부속서 3에 의한 중재절차를 밟는 경우, 5개월 안에 판결이 내려지므로 2023년 일본 방류
시한 전에 한국에 유효한 선택지 중 하나
- 그러나 한번 판정이 내려지면 불가역적이며 분쟁 당사국들은 그 판정을 수용해야만 하므로
오히려 한국에 족쇄가 될 가능성도 존재

51) 하서정 변호사 재인용,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국제재판소 제소 승산있나’ 법률방송 (2021.4.26.).
52) 1996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by Dumping of Wastes and Other Matter(1972);
<런던협약(1972)>에 기초, 한국은 1993년 <런던협약>에, 2009년에 <의정서(1996)>에 가입. <런던협약>이 해양투기 통제를
주된 목적으로 했던 것에 비해 <의정서>는 해양투기 외에 해양소각까지 포함한 모든 종류의 오염원으로부터 해양환경을
보호하는 등 좀 더 포괄적으로 해상 오염원에 대한 통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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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서(1996)>
부속서 3 중재절차
•제6조: 분쟁의 판결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법률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체약당사국은 그
절차를 개시한 분쟁 체약당사국들에 서면으로 통보한 후 재판부의 동의를 얻어 자비로
중재 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제9조: 재판부는 5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한 기간만큼 시한을 연장할 필요가 없는 한,
재판부가 구성된 날부터 5개월 이내에 판정을 내려야 한다. 재판서의 판정에는 판결에
대한 사유서가 첨부된다. 판정은 최종적이고 상소할 수 없으며 사무총장에게 통지되고
사무총장은 모든 당사국에 이를 통지한다. 분쟁 당사국들은 예외 사항을 수용한다.

• 이처럼 국제법은 주권국가의 단일법체계와 달리 국제사법재판소, 국제해양법재판소, <의정서
(1996)>에 따른 중재재판소 등 분쟁 해결을 위한 다양한 선택지가 존재하며 선택은 해당
국가의 몫
- 결국 국제법적 분쟁 해결 절차를 이용하더라도 해당 국가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치밀한
전략 수립은 필수적
• 2장에서의 논의를 종합하면, 한국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국제법적 제도가 존재하나 적재
적소에 사용하지 못하면 오히려 불이익 가능성
- 즉, 현행 분쟁 해결 절차의 사용은 가능하나, 절차적 복잡성과 당사국들의 절차에 대한 이견
등으로 불확실성이 크므로 한국에 유불리를 면밀하게 검토 후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하는
카드
- 오히려 국제법적 해결방안의 의의는 판단의 척도와 같은 ‘실체적 유용성’보다는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의 장을 마련하는 ‘절차적 유용성’에서 찾을 수 있음
- 따라서 국제법적 해결방안에 매몰되기 보다는 이를 이용하여 외교적 해법 모색의 시발점으로
삼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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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외교적 해결방안의 모색

1. 대응 방향의 설정
•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존하는 국제법적 체계에 기대어 분쟁 해결 방법도 분명히 존재하나
현실적으로 외교적 해결방안 모색에 방점을 둔 ‘외교-제소’ 투트랙 방식이 한국에 유리할
것으로 분석
- 국제법 전문가들 역시 이번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과 유사한 과거 사례를 들어
협상에 보다 무게를 두고 정교한 외교적 해결방안 모색을 추천
• 국제해양법재판소의 과거 판례상 잠정조치를 낙관할 수 없으므로 일본과의 협상에 더욱
무게를 두고 대비 필요
- 2001년 아일랜드는 영국이 서부해안에 건설한 공장에서 배출되는 목스(사용후 핵연료에서
추출한 플루토늄과 우라늄 합성물질)로 해양오염이 우려된다며 ‘잠정조치’를 요청(영국아일랜드 ‘목스 플랜트 사건(Mox Plant case)’)
- 그러나 국제해양재판소는 영국의 공장이 아직 가동 전이어서 아일랜드 해역에 발생할
악영향에 대해 특정할 수 없음을 들어 아일랜드의 영국의 공장 가동 중지(잠정조치) 요청을
거부
- 대신, 아일랜드와 영국 양국에 해양오염 방지조치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도록 판결
• 위 사례는 1)국제해양법재판소가 국가의 주권 행위를 우선시하고 있으며, 2)방사능 오염의
발생이 임박하지 않은 시점에 잠정조치 요청시 양국 협의 권고에 그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교한 전략 수립이 필수적임을 시사
- 이번처럼 과학적 입증이 필요한 사안에서 ‘소송전’으로 갈 경우, 고비용이 증가하고 기간은
장기화되어 정작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막지 못할 위험
- 만일 승소한다 해도 국제법상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를 실질적으로 제재할 수 없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양자와 다자의 다양한 틀에서 외교적 해법을 동시에 모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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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학자

김민철 또한 최신 연구에서 <UN해양법협약> 206조에 비추어 봤을 때 현재로서는
일본이 협약상 환경영향평가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고 분석53)
- 특히 향후 일본의 오염수 방류 문제 처리 방향에 따라 사안이 변동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제소국이 피해를 입증하기란 어려울 것
- 결국 소송 승패의 관건은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음
•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조치 제소 이외에도 <UN해양법협약>상 강제분쟁해결조치를 이용
하는 방법도 존재하나 국제법학자 정민정 역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제언54)
- 최근 국제 판례에서 연안국의 일방적 행위의 적법성을 다투기 위해 강제분쟁해결절차가
빈번히 이용: 총 5건 중 2건은 실제로 중재재판부에서 해양환경보호 규정 위반 사실이 인정55)
- 그러나 한국은 지금껏 피소국 입장에서 강제분쟁해결절차에 수동적으로 대비하여온 바,
제소국의 입장에서 한국이 적극적으로 이 절차를 활용해 일본의 주장을 뒤집기 위해서는
정교한 소송 기술과 능력 개발이 뒷받침되어야56)
• 따라서 ‘소송’과 ‘중재절차’ 등 국제법적 조치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이 같은 절차를 통해
지속적으로 본 사안의 심각성을 대중들에게 환기하고 국제여론전 및 외교전에서 중요한
도구로 활용하는 편이 효과적
- 즉, 한국은 ‘협상’에 집중하되, ‘소송’은 협상의 한 방편으로 사용하여 장기적 대응 계획의
개발 및 모색이 더욱 중요
- 첫째, 한중일이 모두 원자력 비중이 높은 만큼 이번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방사능 오염
방지를 위한 삼국 공동협약 및 피해 복구를 위한 기금을 조성할 계기로 삼을 것(III장 2절)
- 둘째, 한국 정부는 환경 문제에서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해결안 제안을 통해 동아시아에서
환경선진국 및 규범 권력으로서 면모를 과시하여 중견국 외교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

53) 김민철, ‘유엔해양법협약상 환경영향평가의무와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주요 요건별 해석론과 소송상 대응방향에
대한 고찰’「서울국제법연구」28(3) (2021.6.) pp.81-130.
54) 정민정,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방안: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고려 시 검토사항’「이슈와
논점」1823호, 국회입법조사처 (2021.4.23.).
55) 아일랜드 vs. 영국(2001); 말레이시아 vs. 싱가포르(2003); 모리셔스 vs. 영국(2015); 필리핀 vs. 중국(2016); 우크라이나
vs. 러시아(2020); Ibid.
56)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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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상 전략의 설계
가. 협상 목표
•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억지를 위한 ‘협상 압박책(사전책)’과 일본의 오염수 방류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 대비책(사후책)’을 동시에 마련하는 것이 시급
- [협상 압박책] 일본에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하기 위해 국제 방사능 재난시 배상 기금에 가입
- [피해 최소화] 한중은 이미 존재하는 원자력 재난대비 국제 기금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아
원전 사고시 무방비 상태
• 동시에 이번 원전 오염수 방류 사건은 일본뿐만이 아니라, 평화적 목적이든 아니든 원자력과
핵을 사용하는 국가라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이해당사자들을 포섭하는
것이 중요
- 특히 동북아는 한국을 포함하여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 대만 등 원자력 발전 및 핵무기
의존도가 높음
- 이들이 이번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반대가 자국의 원자력 활동을 저해할 것이라
우려한 나머지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도록 해양의 ‘방사능 오염’의 위험성 환기 및 공동대응
필요성 강조해야

나. 협상 방향 및 원칙
• 첫째,

이번 사안에 한-일 양자틀 대신 다자틀로 접근하고 가능하면 기존에 존재하는 다자
플랫폼을 활용하되 현재 인도태평양 지역에 부재한 전문기구들은 한국이 주도적으로 신설
필요(3장 3절 참조)
- 현존하는 기구들(예: 동북아 해양환경문제 대응을 위한 한중일러 4개국 북서태평양실천계획
(NOWPAP))을 통해 협력 모색 필요57)

57) 정서용, 고려대학교 국제기후해양거버넌스센터장과의 면담(202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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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사안이 초국경적이고 탈이념적인 신안보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지역 국가들을
차별 없이 포함하는 지역 플랫폼 구축 필요
-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 미국 등 이익 당사국들과 IAEA, UN환경계획기구(UNEP),
국제해사기구(IMO) 등 관련 국제전문기구들을 포함하는 다자협력 지향
• 둘째, 이번 사안은 국가간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만국공통 ‘가치의 문제(universal value)’로
치환하여 사안별 대응책을 모색할 것
-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전히 국제법 보다 체결국의 주권이 강조되고 있는바, 환경문제는
코스모폴리탄 시대 세계시민이 추구해야 할 공공선의 관점에서 이번 일본의 방류 결정을
재규정할 필요
• 이번 일본이 제공한 “데이터”를 중국과 한국 등 다자협의체의 틀 아래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재검증 필요성 유도
- IAEA는 NPT에 의해 핵비확산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기구로 이번 사안과 같은 환경 문제
에서 권위(authority)는 여타 환경전문 기구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원자력계의
일반적인 이해58)
- 이번에 일본이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IAEA 전문가 보고서는 일본이 IAEA에 제공한 연구
자금으로 일본이 요청한 IAEA 전문가 mission trip에서 일본이 제공한 자료의 타당성을
검토한 것에 불과59)
- 따라서 한국은 이번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IAEA 검증단 참여를 통해 일본이 제공한 데이터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중국, 대만, 러시아 등 주변국들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필요
• 셋째, 한국은 이 문제로 중국과 물밑에서 협조하되, 미중 경쟁 구도 하에서 중국이 할 수 없는
역할, 즉 미국과 유럽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공공외교 강화 필요

58) IAEA에서 근무했던 한국 원자력 안전 전문가와의 면담(2021.4.23.).
59)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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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협상의 틀
• 원전수

방류 사건은 일본뿐만이 아니라, 원자력을 사용하는 나라들에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
- 따라서 국가 대 국가를 넘어선 다자적 협력이 보다 유효
(1) 다자협력: 현존 기구의 활용
• 2018년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검토 발표 후, 한국 정부는 태평양
연안국들과 다각도로 국제 공조 시도
- 각종 고위급 양자회의 및 주한대사관 대상 브리핑 등을 통해 일본의 투명한 정보공개 촉구를
위한 국제연대 도모
- △한중일원자력고위규제자회의(TRM)(2018.11; 2019.11) △한일 외교장관회담(2019.8.21.)
△한국원안위-일본규제위 양자회의(2019.9.18.)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2019.9;
2020.9) △런던협약의정서(IMO)당사국총회(2019.10; 2020.12) △한중 환경장관 연례회의
(2019.11)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시 한일 양자회담(2019.11) △세계무역기구(WTO) 위생
협정위원회 정례회의(2020.6; 2020.11; 2021.3) 등60)
• 우선적으로는

위와 같은 기존의 협상틀을 확대하여 동아시아 지역의 원전 안전을 논의하는데
부합하는 국제 플랫폼 구축하려는 노력 필요
- 아시아지역포럼(ARF)은 일본을 포섭할 만한 협상력이나 구속력 있는 제도나 참여국이
부재하므로 일본이 과연 자발적으로 국제 규범을 따를지 의문시
-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현재 중국이 미가입 상태로 한국이 일본을 상대로 힘의 지렛대 부족
• 대안적으로

ASEAN + 3의 프레임 안에서 역내 핵ㆍ원자력 안전을 논의하는 정상회의 정례화
제안은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높아보임
-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핵안보정상회의(Nuclear Security Summit)를 개최한 한국의 경험이
유용한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

60) 외교부 기후변화외교과, ‘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대한 정부입장’, 보도자료 (20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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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TRM +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과의 공조 아래 한국과 중국의 <원자력 손해배상기금
조성을 위한 국제보충기금협약(CSC, 1997)> 공동 가입안에 대해 주도적으로 논의를 개진할
필요61)
- 가입시 각국은 일본의 원전사업자(도쿄전력)에 개별적으로 소송을 통해 피해보상을 요구할
필요 없이 피해시 CSC 기금의 50%까지 피해 배상금 수혜 가능
- 한중의 CSC 가입은 일본이 원해온 바, 중국과의 CSC 동반가입을 위한 한국의 적극적인
노력은 현재 경색된 한일관계를 보다 유화적으로 푸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한중의 CSC 가입은 CSC를 주창한 미국 역시 원하는 바이므로 중국과의 CSC 동반 가입을
위한 한국의 외교적 노력은 한미 관계에 있어서도 윤활유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2) 지역협력: 지역 보충기금 및 조기경보체계의 신설
• 이처럼

국제 보충기금으로부터 혜택이 요원한 상황에서, 대안적으로 한국은 한중일이 참여하는
방사능 재난에 대비해 인도ㆍ태평양 지역 수준에서 보상체계 마련 논의 필요
- 유럽 OECD 회원국들의 경우, <파리협약, 1960>62)과 파리협약을 보충하는 <브뤼셀협약,
1963)>63)을 통해 일찍부터 원전 사고 및 방사능 피해 배상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64)
- 이에 반해 동북아에는 한중일이 전력 생산에서 원전 의존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원전 사고
및 방사능 피해 배상에 대한 대비 부재
-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한중일 삼국 원자력안전규제기관 간 협력을 통해 원전
사고 대응방안은 논의되고 있으나 정작 원전 사고 후 처리 비용에 대한 논의는 공론화되고
있지 못함65)

61) TRM(Top Regulators Meeting): “2008년 韓中日 간에 시작된 원자력안전고위규제자회의(TRM)는 2011년부터는 차관급
으로 격상되고, 2013년부터는 역내 참여국들을 확대됨으로써 오늘날과 같은 TRM+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음. 그러나 여전
히 원자력 안전강화 정책은 개별 국가 차원 이상으로 논의가 발전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그 결과, 원자력의
수혜는 국경 안에서 폐쇄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국경을 넘는 폐해는 아무도 온전히 책임지지 않는 오늘날과 같은 형국이
되었음(미세먼지 문제와 유사하면서도 구별되는 특이점); CSC와 관련 한중일 삼국 가입 시나리오는 다음 참조: 조은정,
‘중국의 신규 원전건설과 국제 원자력 안전협력 방안’「전략보고」40호(2019.9.6.), 서울: INSS.
62) Convention on Third Party Liability in the Field of Nuclear Energy, Paris, 29 July 1960; <파리협약(1960)>은 경제협력개
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와 그 산하기구인 원자력기구(Nuclear Energy Agency)의 지원으로 만들어졌으며, 2004년에 개정.
63) Convention Supplementary to the Paris Convention on Third Party Liability in the Field of Nuclear Energy, Brussels, 31
January 1963.
64) 조은정, ‘동북아에서 지역 원자력 협력의 필요성과 한국의 역할’, JPI Peace Net 2018-19.
65) 조은정, ‘중국의 신규원전건설과 국제 원자력 안전 협력 방안’「전략보고」40호(2019.9.6.), 서울: IN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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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한국이 중국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100% 자연재해이기만 한지 원전 운영자인 도쿄
전력에 묻고, 그 피해 배상 요구 가능성을 압박한다면 이번 협상에서 지렛대 효과 기대
(3) 통합적 협력: 복합안보 위기 대응을 위한 초국경적 탈군사적 접근
• 궁극적으로

방류 후 수습을 위한 소극적 대응 협력체에 그치지 않고 사고 예방과 안전조치,
나아가 지역에서 에너지의 효율적인 생산과 소비, 분배를 적극적으로 책임질 협력기구 구상이
필요
- 전술한 정부간 협력의 경험을 토대로 아시아 지역에서 원자력의 문제와 이익을 역내 구성국
들과 공유할 수 있는 독자적 지역협력체 마련이 필요
- 정당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원전 보유국뿐만 아니라 원전 비보유국도 포함하는
원자력 협력체 구상이 필요
- 원전 비보유국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원전의 안전과 오염 문제뿐만 아니라 원자력
으로부터 혜택도 구성국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와 같은
포괄적 원자력 기구 설립이 필요
• 나아가 ‘방사능 배출권’을 도입하여 해양에 방사능 오염수 배출시 해당 기업 및 국가가 정화
비용 부담하는 제도 마련 제안66)
- 아직 삼중수소의 인체와 생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미진한 상태에서
과도기적 시도로써 원전 국가들을 대상으로 ‘탄소 배출권’을 본 딴 ‘방사능 배출권’ 도입 제안
- 방사능 배출권 판매로 모인 기금은 방사능 오염의 제염과 방사능 오염 차단 및 정화 기술
개발을 위해 사용
- 각국의 원자력안전통제기술원이 ‘방사능 배출권’을 추적, 감시, 관리하는 것을 제안
• 이러한 지역협력 연습으로부터 지역 구성국들이 스스로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고, 아시아 지역
차원에서 방사능 오염을 포함한 신안보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 구축 기대

66) ‘방사능 배출권’의 아이디어를 제공해주신 전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설계검증위원 조광희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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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본
 연구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2023.4) 결정에 따른 한국 정부의 대응책으로
‘외교-제소’ 투트랙 전략을 최선책으로 제안
- 본 소송에 돌입하면 최소 4년이 걸리며, 특히 오염수 방류로 인한 피해 입증책임은 한국에
있는데 1)아직 일본의 방류 전이며, 2)삼중수소의 유해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더욱
장기화될 전망
- 따라서 앞으로 1년 남짓 남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중단하고 협상 시간을 벌기 위해서는
<런던협약의정서>나 <UN해양법협약>에 보장된 ‘잠정조치’(2개월~5개월 미만 소요)를
우선적으로 요청할 필요
- 그러나 잠정조치와 본 소송 등을 통해 국제법적으로 분쟁 해결 방안이 존재하나 과거 사례
처럼 절차의 복잡성과 판결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말미암아 한국 정부의 예상과 어긋날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
- 또한 판결 확정시 번복이 어려우므로 국제법적 해결방안은 반드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다양한 판정 결과에 대비해 동시에 외교적 해결방안 모색을 다각도로 진행할 필요
• 이 같은 한계를 인지하고 국제법적 분쟁 해결 제도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실체적 도구’보다는
외교적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절차적 도구’로서 활용하는 편이 다양한 경우의 수에 대비하는데
유리
- 특히 한일 양국 관계를 고려했을 때, 이번 사안에 대해 과학적 검증과 국제법적 판단 등
최대한 객관적 절차를 밟아 한국 정부가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지 않는 것이
관건
- 또한 일본과 양자관계보다는 다자주의 틀 안에서 협상을 진행함으로써 이번 사안을 ‘한일
문제’가 아니라 ‘국제 문제’라는 우리의 입장을 확인하고 일본과 국제사회에도 전달하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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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적

해결방안의 모색을 위해 한국은 현존하는 다자주의 협력틀을 활용하는 한편, 인도ㆍ
태평양 지역에 미진한 원자력 안전과 환경 협력 등 미래 복합안보 위기에 대비한 지역협력
플랫폼도 개발 필요
- 이 기회를 빌려 ASEAN + 3, TRM + 등을 통해 전력생산에서 원자력 비중이 높은 한중일
3국이 경계가 갈수록 모호해지는 ‘원자력 안전’과 ‘핵안보’를 포괄적으로 협의하는 기구
상설화 논의 시급
- 특히 동아시아에는 이번처럼 원자력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피해에 대한
대비책이 전무하므로, 현재 미가입 상태인 한국과 중국은 CSC에 동반 가입하여 피해 복구에
대비하는 한편 IAEA와 CSC 체결국들에 대한 설득 카드로 활용 필요
- 동시에 인도ㆍ태평양 지역 내 방사능 재해뿐만 아니라 다양한 재난재해를 모니터링하고
재난 발생시 신속히 대피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역 공동 조기경보체계를 설립하고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지역보충기금 마련이 시급
• 이번

사건은 여전히 국가의 영토 주권을 우선시하는 근대국가 전통과 국가의 행위가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위배되는 경우 주권 행사라도 마땅히 규제될 수 있다는 탈근대적 자각 사이에
위치
- 기후변화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확산 등으로 최근 더욱 높아진 환경과 생태계 보호에
대한 전지구적 관심을 고려할 때,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은 오늘날 보편적 가치에
역행
- 이 같은 인식이 이번 분쟁의 해결 과정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한국은 그동안 환경 보호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온 유럽, 호주, 캐나다 등 유사 입장 국가들과 연대하여 ‘녹색 규범 외교’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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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Japan’s Decision to Discharge Fukushima Water (Apr 13):
Key Issues and South Korea’s Strategic Thinking

E.J.R. Cho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Following Japan’s announcement on April 13 and the confirmation of the decision on
August 25 to discharge contaminated water from the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scheduled in April 2023), the South Korean government needs to respond quickly to
the situation, as the discharge date is less than a year away. So, what are the effective
countermeasures that Korea can take right now? This report proposes a two-track
“Diplomacy-Litigation” strategy as the best solution, as follows. The lawsuit will take at least
four years once it starts, especially given that the burden of proof for possible damage caused
by the release of contaminated water is on the South Korean side, but it is difficult to prove
because Japan has not released it yet. Additionally, the harmfulness of tritium has not been
scientifically proven, which could prolong the cas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irst request
“temporary measures” (takes 2–5 months) as guaranteed by the London Convention or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to stop Japan from discharging contaminated water and buy
time for negotiations. However, a solution relying on international law must be approac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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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caution considering the complexity of the procedures, high uncertainty of rulings, and
the irreversibility of the ruling once it is decided. To prepare for different contingencies, a
diplomatic solution should also be considered at the same time. In recognition of these
limitations, it is more advantageous to use the international legal dispute resolution system
as a “procedural tool” to search for a diplomatic solution in order to prepare for various cases,
rather than as a “substantive tool” to decide right and wrong. Considering the current KoreaJapan bilateral relations, the key is to use objective procedures as much as possible, through
scientific verification and international legal judgments under a multilateral framework, and
not give the impression that the Korean government is responding emotionally. Through such
efforts, it is necessary to affirm our position and convey to the Japanese and international
community that this is an “international issue” rather than just a “Korea-Japan issue.” To find a
diplomatic solution, South Korea should utilize existing multilateral cooperation frameworks
such as ASEAN+3 and TRM+, while also developing regional cooperation platforms against
a future complex security crisis such as nuclear safety and environmental cooperation, which
is currently lacking in the Indo-Pacific region. In particular, South Korea, China, and Japan,
where nuclear power makes up a high proportion of electricity generation, should discuss
establishing an organization that comprehensively discusses “nuclear safety” and “nuclear
security” and prioritize joining international supplementary funds, such as the Convention
on Supplementary Compensation for Nuclear Damage together. It is urgent to establish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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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al joint early warning system to monitor radiological disasters as well as other disasters
in the Indo-Pacific region and to take prompt evacuation measures in the event of a disaster.
Also, a regional supplementary fund should be prepared to support damage recovery. In
conclusion, Japan’s decision to release contaminated water from the damaged nuclear power
plant goes against the universal value of protecting the global environm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mote “green diplomacy” in solidarity with other countries in a similar position
to reflect this value in the dispute resolution process.

Keywords: marine

pollution, ITLOS, Green Diplomacy, Early Warning System, Two-track policy, ‘Radioactive
Pollution C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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